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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치급 대면적에서 Top-down 방식으로 제작된 Si Nanowire의 
Uniformity를 고려한 Mask Design

Mask design for Uniformity of Si Nanowire fabricated by Top-down
approach in 8-inch class lar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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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i 나노와이어는 벌크 구조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며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센서, 공진기 등과 

같은 Transducers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전기

적 소자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2]  이러한 나노와이어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 

Top-down방식으로 제작한 나노와이어는 개개의 

규격과 성능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재현성이 있는 

나노와이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작과정 중에 많은 

공정 변수들로 인해 수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4인치에서 Top-down 방식

으로 제작하던 Si 나노와이어를 8인치급 대면적에

서 재현하였을 때 변화되는 Uniformity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마스크 제작을 할 것이다. 제작된 마스크

를 이용하여 8인치급 대면적에서의 공정별로 손실

되는 Uniformity를 보정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구성 및 방법

기존의 4인치에서 KOH etching과 기본적인 

MEMS공정을 통하여 Top-down 방식으로 제작하

던 Si 나노와이어[3]를 8인치급 대면적에 같은 제작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마스크에서의 나노와이어 패턴의 크기는 가로 

총 길이는 13.2mm이며, 세로 총 길이는 2mm이다. 
와이어 부분의 길이는 200um, 폭 15um로 디자인 

하였다.(Fig. 1)
Uniform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공정을 단계별

로 나누었다. 기존의 4인치와의 Uniformity를 비교

하기 위해 4인치와 8인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측정

하였고, 측정 장비로는 광학현미경(MX-61, 올림푸

스)을 이용하였다.
Uniformity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으로는 PR 패터닝과 건식 RIE를 이용한 질화

막 etching, 그리고 KOH etching 공정이 있다. 각 

공정 후 나노와이어의 선폭을 측정하였으며, 데이

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4인치는 24지점, 8인치는 

72지점을 Fig. 2와 같이 측정 포인트를 정하였다. 
또한, Fig. 1에서 와이어 어레이 중 가운데에 위치한 

나노와이어의 선폭 측정으로 통일하였다.
4인치와 8인치 웨이퍼의 패턴을 각 공정 별로 

반복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고 Uniformity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Uniformit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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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nowire array image and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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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sk images of Nanowire arrays measurement 
spot (a) in 4-inch, (b) in 8-inch.

3. 실험결과 및 고찰

4인치와 8인치 웨이퍼의 PR 패터닝 후 와이어 

선폭의 Uniformity에 대한 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그리고 질화막 etching 후 Uniformity는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 KOH etching 후의 

Uniformity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3 ~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공정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Uniformity가 감소하였

다. 또한, 8인치에서의 선폭의 Uniformity는  4인치

에서의 Uniformity보다 확연히 감소하였다. 이는 

4인치에서 8인치로의 면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

정을 거치면서 같은 웨이퍼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선폭이 공정을 거치면서 나노단위

로 내려감에 따라 서로의 차가 점점 커지게 되어 

Uniformity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Fig. 3  Diagram of Nanowire width Uniformity after PR 
patterning (Left) in 4-inch wafer(Unif. 3.15%), 
(Right) in 8-inch wafer.(Unif. 5.74%)

Fig. 4  Diagram of Nanowire width Uniformity after 
Si3N4 etching (Left) in 4-inch wafer(Unif. 
3.22%), (Right) in 8-inch wafer.(Unif. 6.07%)

Fig. 5  Diagram of Nanowire width Uniformity after 
KOH etching (Left) in 4-inch wafer(Unif. 
107.69%), (Right) in 8-inch wafer.(Unif. 
115.99%)

4. 결론

4인치에서 Top-down 방식을 이용하여 나노와이

어를 제작하던 공정을 8인치급 대면적에 적용하기

위한 Uniformity를 측정하였다. 8인치에서의 

Uniformity 측정 결과, 공정의 변화 없이 마스크 

디자인의 보정만으로 4인치 웨이퍼에서 제작된 

나노와이어의 Uniformity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수정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보정 전과 보정 후의 Uniformity를 비교 

및 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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